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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develops a program to suggest the chemical injection rate and workover period by 

predicting the paraffin deposition characteristics in oil field facilities where paraffin deposition causes 

flow assurance issues. The program diagnosis paraffin deposition rate and deposited location based on 

numerical analysis, and its predictability is verified using a machine learning method trained based on 

simulation results. The program provides a solution suggestion function that maintains the target 

production rate stably in paraffin deposition occurring fields. The program can be utilized as a primary 

diagnostic tool for predicting paraffin deposition characteristics even in small and medium-scale oil 

fields and used efficiently to establish operation plans and improve profitability.

Key words : Oil field facility, Paraffin deposition, Diagnosis program, Chemical injection, Workover 

period

요 약 

본 연구에서는 파라핀 침적으로 유동안정성 문제 발생이 예상되는 유전 시설에서 파라핀 침적 양

상을 예측하고 화학제 주입량 및 유정보수 주기를 제안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수치해석에 

기반하여 파라핀 침적량 및 침적위치를 진단한 후, 시뮬레이션 결과를 학습한 기계학습 방법을 통

해 예측 결과의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파라핀 문제가 있는 생산현장에서 안정

적으로 생산목표를 유지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영세한 중소규모 유

전에서 초기의 파라핀 침적 양상을 진단할 수 있는 툴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한 현장 운영 계획 

수립 및 수익성 개선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판단된다.

주요어 : 유전 시설, 파라핀 침적, 진단 프로그램, 화학제 주입, 유정보수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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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emical structure of normal paraffin(C23).

서   론

생산유전 현장에서 원유 생산 및 운송 시 파라핀 침적은 

지하의 생산정 및 지상 시설(파이프라인, 저장 탱크)에서 

유동안정성(flow assurance)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

이다(Kim et al., 2019). 일반적으로 파라핀은 원유 내에 자

연 성분 상태로 존재하며, 온도가 원유의 용해 한계 지점 

WAT(Wax Appearance Temperature) 혹은 그 이하로 내

려가면 분리되어 나오게 된다. 파라핀 침적이 지속될 경우 

관내 유동 면적을 감소시켜 생산량이 점점 감소하게 되고, 

악화될 경우 시설 내부를 막아 생산 중단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므로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유동안정성 확보를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인 시뮬레

이터로는 Schlumberger사의 OLGA 소프트웨어가 있다. 

OLGA는 관내 천이 유동을 비롯한 동적해석을 제공하는 

정밀 시뮬레이터로 그 신뢰성을 인정받은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경제성 유무가 관건인 광구주에게는 광구의 규모

에 따라 해석에 필요한 입력자료의 추가 확보 비용, 프로그

램 라이센스 비용, 해석 전문 인력 고용 비용을 고려하였을 

때, 상용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떨어질 수 있다.

현재 석유가스 개발사업은 바야흐로 빅데이터와 인공지

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의 시대에 진입하였으며, 기

계학습의 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 ANN) 및 

이에 기반한 변형모델들이 석유가스 개발사업에 다방면으

로 적용되고 있다(Min, 2020). 기계학습의 가장 큰 장점으

로는 오픈소스(open-source)로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점과 

기계학습 모델이 적정히 학습될 경우 비전문가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소규모 유전에서 파라핀 침적 관

련 정밀분석 수행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초기 진단 시스템 

PMS(Paraffin Management System)를 개발하였으며, 해

당 진단의 검증을 위해 기계학습을 접목시키는 기술을 제

안하였다. PMS는 생산유전에서 발생하는 파라핀 침적 위

치 및 위험도를 예측함으로써 화학제 주입량과 유정보수

(workover) 주기를 제안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 개발한 프로그램을 파라핀 침적 문제가 있는 중앙아시

아 지역의 현장을 대상으로 사례 연구를 수행하였다.

파라핀 침적

파라핀 침적 원인

파라핀은 탄소 수 C18부터 C65까지의 장쇄(long-chain) 

고분자량(high-molecular weight) 화합물로(Srivastava et 

al., 1993), 침적되는 왁스 고형물은 주로 노말 파라핀(normal 

paraffin)(Fig. 1)으로 구성된 거정질(macrocrystalline) 왁

스와 이소 파라핀(iso paraffin)과 사이클로 파라핀(cyclo 

paraffin)으로 구성된 미정질(microcrystalline) 왁스로 분

류할 수 있다(Lake and Fanchi, 2006). 온도의 영향에 가장 

민감하며, 원유의 조성, 주변의 기후 조건, 생산시설의 운영

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파라핀 침적이 발생한다. 일반적인 저류층 온도(T≥70°C) 

및 압력(p≥50 MPa) 조건에서는 원유 혼합물에 파라핀이 

완전히 용해되도록 용해도가 충분히 높게 유지되지만

(Singh et al., 2000), 생산 및 수송 과정에서 주변 환경에 의

해 온도와 압력이 변화하게 되어 용해도의 변화가 발생한다.

파라핀 침적으로 인한 문제

생산 또는 운송 중 온도가 WAT 또는 운점(cloud point)

에 도달하게 되면 파라핀 결정이 원유로부터 석출되어 유

동관 내벽을 따라 침적되기 시작하고, 이후 레진, 물, 모래, 

아스팔텐, 원유 등이 내부에서 확산 및 경화(aging)되어 고

형화된다. 이러한 고형물이 쌓일수록 파이프 내 원유의 유

동을 저하시키고, 더 진전된 경우에 유로 차단 수준까지 도

달하여 전체 생산시스템에 큰 문제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있다.

파라핀 침적 문제 해결 방법

이러한 파라핀 침적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피깅(pigging) 

등 장치로 유동관 내부를 긁어내는 물리적 방법, 파라핀 억

제제(inhibitor) 또는 관련 화학제품을 주입하는 화학적 방

법, 유동관을 가열하는 직접 가열법(active heating), 유동

관의 열전도도를 감소시키는 단열법(passive insulation) 

등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위의 방법들은 이미 침적된 파라핀을 제거하거

나 원유 내에 함유되어 있는 침적 유발 성분을 최대한 억제

하는 방법으로서, 파라핀이 침적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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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rogram structure of PMS.

결할 수는 없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파라핀 침적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생산 지연 및 중단기간(down 

time)을 예방하여 수백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광구 운영 계획의 수립이 필수적이다(Nazar et al., 

2001).

이러한 효율적인 광구 운영 계획의 수립을 위해 대형 유

전을 운영하는 메이저 기업의 경우에는 전문가 그룹이 다

양한 실험과 시뮬레이션 방법 등을 활용하여 면밀하게 관

리하며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영세한 중

소규모 유전은 기술인력 부족과 경제적 부담으로 체계적으

로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장

에서 일반적으로 구하기 용이한 기온정보, 설비정보, 유정

정보 등을 활용하여 파라핀의 침적문제를 간편하게 진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현장 운영사가 

파라핀 침적문제를 초기에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함

으로써 향후 현장 운영 계획 수립에 도움을 제공하고자 한다.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개요

본 연구에서는 전문적인 기술과 다양한 입력자료가 필요

한 고가의 상용프로그램 도입에 앞서, 현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파라핀의 침적을 초기 진단할 

수 있는 Microsoft사 Windows 기반의 프로그램을 개발하

였다. 생산유전 시설의 파라핀 침적 양상을 예측하고, 화학

적 방법인 억제제 주입량을 제시하는 다음과 같은 주요 기

능을 탑재하고 있다. Fig. 2는 PMS의 구성 개념도이다.

1) 수직 생산정 내 파라핀 침적 양상 예측

유정완결된 지역의 물성치 및 제원을 통해 생산 시 관

내 온도변화를 계산하여 파라핀의 침적 양상을 예측

한다.

2) 유동관 내 파라핀 침적 양상 예측

유동관이 설치된 지역의 물성치 및 제원과 지역별 기

후변화를 고려한 매설 심도별 온도변화 예측 후, 파라

핀 침적량을 계산하여 침적 양상을 예측한다.

3) 기계학습기반 예측 타당성 교차 검증(적합도 검사)

파라핀 문제가 발생한 현장의 데이터를 기초로 다양

한 조건에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학습데이터를 생

성한 기계학습 툴로 PMS 예측 결과의 신뢰성을 검증

한다.

4) 파라핀 침적 억제제 주입량 및 유정보수 주기 산정

예측한 파라핀 침적 양상 결과를 바탕으로 억제제 투

입량과 유정보수 주기를 제안한다.

개발도구 및 환경

프로그램은 MathWorks사 MATLAB
TM

(Mathworks Inc., 

1996) 코드를 기반으로 작성하였으며 그래픽 사용자 인터

페이스 모듈을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수치해석 및 프로그

래밍 환경을 제공하는 MATLAB
TM

은 행렬 기반으로 계산 

기능을 지원하여 계산 속도가 빠르며, 함수나 데이터를 그림

으로 그리는 등 알고리즘 구현에 최적화되어있는 코드이다.

수치해석

수치해석은 주입구(inlet) 지점과 배출구(outlet) 지점의 

운영 현황과 WAT에 기반한 “침적위치예측”, 식 (1)과 같

이 유체 물성 및 분자 확산(molecular diffusion)에 기반한 

“침적속도 도출 및 두께 계산”, 파이프 단면적 대비 침적 면

적에 기반한 “침적률 계산” 순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수치

해석 시 지역의 기온 및 매설 심도에 따라 온도구배 양상이 

변화(Lee et al., 2020)하는 수평 유동관의 경우 이를 반영

할 수 있는 인자를 추가 고려하였다.

 








 (1)

이때, 은 파라핀 침적 속도, 는 확산계수, 는 

bulk 오일 내 녹아있는 왁스 성분의 몰농도, 는 집적표

면의 오일 내 녹아있는 왁스 성분의 몰농도, 는 파

라핀 성분의 몰중량, 는 점성하위층 두께, 은 파

라핀 성분의 밀도를 의미한다.

기계학습

기계학습 모델은 Tensor flow의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기반으로 구축하였으며, 데이터 생성을 위한 “현장 데이터 

기반 시뮬레이션 수행”, 시뮬레이션 내의 입력 인자 중 파

라핀 침적에 영향이 큰 인자를 선별하는 “최적 인자 선정”, 

선정된 인자를 바탕으로 다량의 데이터를 동일한 서식으로 

전처리하는 “학습데이터 구축”, 구축된 데이터를 기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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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xample of paraffin deposition risk stage.

Table 1. Summary of numerical analysis parameters in field A

Parameter Value Unit

Production rate 14.3 m
3
/day

Inlet temperature 44 °C

Annual average temperature 11.71 °C

Annual amplitude of monthly average temperature 13.25 °C

Ambient temperature 12.28 °C

Burial depth 5 m

Paraffin dissolved in oil 16 mol/m
3

Molecular weight 0.143 kg/mol

Wax appearance temperature 31 °C

Sub-laminar thickness 0.055 mm

Flowline length 500 m

Flowline I.D. 98 mm

최적의 예측 알고리즘을 제작하는 “모델학습” 순으로 진행

하였다.

최적 인자로 생산량, 주입구 온도, 주변(ambient) 온도, 

유동관 내경을 선정하여 다양한 조건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학습데이터를 생성하였다. 학습 모델은 Keras의 Sequential 

model, Dense layer, Adam optimizers로 구성하였고, 검증

데이터 비율은 10%로 설정하였다.

적합도 검사

파라핀 침적 예측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수치해

석과 기계학습 결과를 교차 검증하였다. 이때, 값의 형태로 

나온 수치해석 결과는 침적 위험도/위험 구간(section)을 

동일한 인덱스(index)로 표현하여 비교하였다. 침적 위험

도는 침적 경중에 따라 알파벳(A~E)으로 표현하였고, 위험 

구간은 전체 유동관을 일정 구간으로 등분한 뒤 최대 침적 

위치를 포함하는 구간을 아라비아숫자(1~10)로 표현하였

다. 적합 기준은 위험도는 동일해야 하며, 위험 구간의 경우 

1개 구간의 오차를 허용하였다. 두 결과가 적합 기준에 부

합하면 다음 단계인 최적 주입량 및 유정보수 주기 설계 단

계를 진행하고, 부적합 시 데이터 재검토 및 운영시설 점검 

등 추가 분석을 통해 정밀 원인 파악 단계를 진행한다.

솔루션 제시

본 프로그램의 활용을 통해 파라핀 침적 여부와 위험도

를 제시하고, 현장 운영 설계에 참고할 수 있는 억제제 주입

량 및 유정보수 주기 설계 솔루션을 제시하고자 한다. 침적 

위험도는 전체유동 면적 대비 파라핀 침적 면적으로 계산

된 침적률에 따라 안전단계 A, 점검단계 B, 저농도 억제제 

주입단계 C, 중농도 억제제 주입단계 D, 고농도 억제제 주

입단계 E 다섯 단계로 구분하였다. 해당 단계는 본 연구를 

통해 파라핀 문제가 발생한 현장 조건과 개발한 억제제의 

성능테스트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억제제 적용 시점 

가이드라인을 단계별로 제시한 것으로써, 안전단계 A를 제

외하고는 화학제품의 억제율, 유정 일 평균 생산량 등을 기

반으로 파라핀 주입량을 제안하였고, 최적의 유정보수 주

기를 제시하였다. Fig. 3은 유동관 내경이 98 mm인 현장에

서 약 90일간 침적량을 예측한 결과의 침적 위험도 분류 예

시이며, D 단계와 E 단계의 경우 화학제품 주입 비용과 주

기성 유정보수 간의 경제성 비교 연구를 추가로 수행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할 예정이다.

현장 적용 사례

중앙아시아 A 광구에서의 성능 검증

개발된 프로그램을 중앙아시아 A 광구의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초기 진단하였다. A 광구는 연중 기온이 최저 영

하 48°C 이하 최고 영상 43°C로 극단적인 연교차의 기후를 

가진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잦은 파라핀 침적 문제가 발생

하여 이를 처리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유정보수를 수행하고 

있다. 현장 시설물 중 파라핀 침적이 발생한 이력이 있는 유

동관을 대상으로 진단을 수행하였으며, 수치해석에 사용

된 인자는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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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Result of numerical analysis in field A.

Fig. 5. Structure of machine learning diagnosis.

Fig. 6. Test results of machine learning model.

Fig. 4는 해당 광구를 대상으로 수치해석을 진행한 후에 

심도별 연간 토양온도 변화 “Ground temperature”와, 유동

관 위치별 파라핀 침적 양상 예측 “Paraffin deposition”이 

포함된 PMS 결과 화면을 나타낸다. 

파라핀 침적은 대상물 주변의 외부온도 변화에 크게 영

향을 받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반영한 온도값에 따라 진단 

결과의 정확도가 결정된다. Fig. 4 상단에 위치한 심도별 연

간 토양온도 변화 그래프에 따르면 해당 유동관이 매설되

어 있는 심도 5 m의 경우 지표 기온과 상이한 11.15~12.28°C

의 온도범위를 갖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를 반영한 90일 간

의 파라핀 침적 양상 예측을 수행하였다.

중단의 빨간색 점선 상자로 표시한 유동관 위치별 파라

핀 침적 양상 그래프에 따르면 파라핀 최대 침적위치는 137 

m 지점으로 제3 구간에 위치해 있으며, 침적 위험도는 중농

도 억제제 주입 단계(3C)로 분석되었다. 

Fig. 5는 PMS 예측 결과의 신뢰성 검증을 위해 구현한 기

계학습 모델이다. 각 Dense layer 당 10개의 뉴런으로 구성

하였고, 분류 문제로 Softmax 함수를 통해 Output이 출력

된다. 본 모델은 파라핀 문제가 발생한 현장 조건을 바탕으

로 다양한 조건의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학습데이터를 확

보하였고, 현재까지 구축한 학습데이터를 기준으로 73%

의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다(Fig. 6).

학습된 기계학습 모델과 PMS의 수치해석 결과를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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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Workover period estimation result of developed PMS program.

비교하여 정확도를 교차 검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침적 

경중에 기반한 침적 위험도와 침적 위치를 비교하였다. 침

적 위험도의 경우 두 결과가 동일한 위험도를 도출해야 하

며, 침적 위치의 경우 1개 구간의 오차 내에서는 적합으로 

판단하였다. 본 현장 사례의 경우에는 수치해석과 기계학

습 모두 침적 구간 및 위험도를 “3C”로 동일하게 예측하여 

신뢰할 수 있는 진단 결과라고 판단하였다.

PMS는 파라핀 침적 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화학적 억제

제 주입량을 설계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본 현장 사례

의 경우에는 위험도 C단계로 억제율이 80%인 맞춤형 파라

핀 억제제(Kim et al., 2019)를 500 PPM으로 주입할 경우 

기존 현장운영 상황과 대비하여 파라핀 침적 억제효과를 

확보할 수 있어, 이를 통해 기존 유정보수 주기 동안 안정적

으로 생산목표를 유지할 수 있는 솔루션을 Fig. 7과 같이 제

시할 수 있다. 이때, Fig. 7의 빨간색 그래프는 화학제 투입 

전의 파라핀 침적 양상 및 유정보수 주기를 나타내며, 파란

색 그래프는 화학제 투입 후의 파라핀 침적 양상 및 유정보

수 주기를 나타낸다.

결   론

본 연구는 파라핀 침적문제가 의심되는 중소규모의 유전 

운영사가 고비용이 소요되는 전문진단을 수행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초기에 문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파라

핀 침적 진단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본 프로그

램은 수치해석을 통한 초기 진단 결과의 신뢰성을 검증하

기 위해 기계학습을 활용하여 적합도를 평가하였으며, 진

단 결과에 따라 화학적 억제제를 활용한 주입설계 및 최적 

유정보수 운영 등의 솔루션을 제안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중앙아시아 지역의 생산유전을 대상

으로 유동관의 파라핀 침적 여부를 진단하는 사례 연구를 

수행하여 파라핀 억제제 주입 계획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은 영세한 중소규모 생산유

전에서 파라핀 침적문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초기 진단 

툴로 활용함으로써 이후 현장 운영 계획 수립 및 수익성 개

선 등의 솔루션 제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꾸준한 현장

검증을 통해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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